2022년도 1분기 시청자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
HCN에서는 시청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시청자 및 시청자 단체, 학계, 유관
단체 등으로 구성된 '시청자위원회'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' '시청자위원회'는 채널 개편, UI(User Interface) 및 UX(User Experience) 개선, 채널 및 상품/요금
의 다양성, 가입/해지에 관한 사항, 방송 화질, 그 외 당사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 요
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며, 회사는 시청자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
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향후에도 고객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지역채널 시청자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
습니다.
■ 의견수렴 결과
구분

SO/시행일시

의견 요약
1)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'천하장사' 콘텐츠와 지역 커머스와 같이 지역민을
위한 서비스 기획 및 제작을 내부적으로 독려 하면 좋겠다는 의견

서울3사
1

(서초, 동작, 관악)
04.04~04.22

2) TV+인터넷+모바일 결합을 통해 더 저렴하게 상품을 이용하면 좋겠음
관련 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길 바람
3) OTT상품에 대한 니즈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으로 HCN의 방송 제품도 OTT
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
▶ 해당 STB은 개발 진행중이며, 23년 3월부 서비스 제공 계획 中
1) HCN 충북방송이 진정한 지역채널로서 기능을 수행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
판단됨, 앞으로도 지역 상생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

2

충북
03.25~04.01

지역방송이 되길 바람
2) KT 계열사 편입 이후, 인터넷 품질이 좋아진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
3) 저렴한 가격의 알뜰폰 런칭으로 기존 고객들의 편의가 높아졌다고 생각함
다만 추가적인 결합할인(방송+모바일 결합 등)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
1) 6.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방송사로서의 강점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음

영남
3

(새로넷, 금호)
04.11~04.20

▶ 기존 자체 운영되던 새로넷, 금호, 경북방송을 영남지역본부 보도제작
사업부로 통합하여 보도 역량 강화 중'
▶ 또한 지역SO 최초로 '지방 선거 여론 조사' 진행 예정
2) 지역민을 대상으로하는 커머스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었으면 하는 의견
▶ 지역별 특화 상품 발굴, 소상공인 및 영농조합 등의 제휴를 확대 中
1) 지자체, 지역행사들이 엔데믹에 따라 재개되는 중으로 지역방송에서 이를

4

경북
04.22

홍보하거나 중계하는 등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
2) 울진 산불 등 지역내 큰일이 생길경우 지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
하여 지역 내 기부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
▶ 지역방송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갈 예정임

1) 지역채널 기능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며, 단순히 의무적인 사항이
아닌 지역민들의 생활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
바란다는 의견

5

부산
04.20~04.28

2) 충북SO의 사례처럼 시청자들의 제보를 지역뉴스에 반영하는 코너가 있었으
면 좋겠다는 의견
3) 동래/연제구 내 재개발, 재건축 소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(법률 문제 포함)
등 다양한 알리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
▶ 6월 중순 이후 '뉴스 와이드' 內 '이슈 부동산' 세션 방송 예정이며 해당
세션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, 주요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임

